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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예산:개념/가치/본질/핵심

개념
• 지방자치단체 독점적
예산편성권한 일부 주민
이양/공유
• 전체 예산과정 주민
직접 참여 보장
• 재정 민주주의(fiscaldemocracy) 구현
• 정부 – 주민 - 의회 연대

지향 가치
• 대의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 조화

• 주민 목소리/
대화 가치(value of dialogue)
최대 반영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 예산 책임성/투명성/
형평성 제고

한계
• 대의 민주주의와 경합
• 주민 대표성(참여주민 한계)
/의사결정 공정성 문제
• 참여 범위/깊이(질)/성과
/책임성 한계

• 제도 운영비용/지속 가능성
문제
• 보통시민-전문적 이해관계
시민 간극

1. 주민참여예산:개념/가치/본질/핵심
새로운 예산운영 방식: 예산과정에 새로운 제3의 주인공, 주민 등장
새로운 주민참여 지평: 정부-주민간 관계 전환(수평적), 주민의 실질적 영향력

• 지방자치단체와 주(시)민의 쌍방적 소통 및 협력 관계(수직/수평적 관계 조화)
• 주민-주민 간 수평적/협력적 소통 및 숙의 관계 형성
➢ 대화/소통/깊은 고민(숙의)/협력/공유/경쟁/이해/신뢰 관계
➢ 주민과 주민이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며, 예산 공동선/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추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 강한 영향력 행사
➢ 정부-주민, 주민-주민간 대화/소통/공유하는 협력적 예산운영시스템

✓ 전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피드백)에 주민의 참여 영향력 증대

✓ 행정부-의회-주민의 ‘삼각 연대’에 의한 협력적/창의적 예산운영
➢ ‘열린 예산 광장’(open budget forum), 다양한 예산/재정 플랫폼(platform)
➢

민주적 절차/방식에 의한 질서 있는 소통/숙의, 주민 친화적 ‘예산작품’ 생산

2. 참여예산제도의 세계적 확산, 다양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 시작(1989), 세계화
• 브라질/남미 활성화, 유럽 안착과 세계적 확산/진화(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 현재 전 세계 2,000개 이상 도시에서 참여예산 실시

세계 표준 모델은 없고, 계속 진화 중

• 국가/지역의 환경/특성/선호에 맞는 ‘유연하고 다양한 참여예산’ 발전 중
남미형 참여예산, 유럽형 참여예산 차이
• 브라질: 행정 권한의 강력한 시민 이양(시민 목소리/다수 참여/의사결정 권한 강화)
• 다수 남미국가 : 재정민주주의 보강, 친 빈곤정책(사회적 포용)(시민결정 권한 취약)
• 유럽/북미/아시아 :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국가/지역별 다양한 형태 진화
➢ 유럽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 유럽형 포르투 알레그리, 직능/이해관계 대표, 도시 커뮤니티 자금, 관민 협상 테이블, 근린참여, 재정의견 수렴 등

2. 참여예산제도의 세계적 확산, 다양화
자료 : Sintomer et al. (2013)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실시/변화
제도도입 2003년(소수 지방자치단체), 본격적 실시 2012년(전체 지방자치단체)
• 광주 북구 최초 도입, 소수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초보적 수준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의무적 시행: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전국 확대
➢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주민의견서 지방의회 예산안 첨부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전체 예산과정 주민참여, 참여예산 기구 설치

• 모든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제정, 실제 운영, 지역간 수준/역량 차이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과정
▪ 시민사회 예산감시운동 : 예산분석(복지/환경/문화예산 등), 예산과정(편성/집행) 감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과정: 2003년 ~ 현재(*자치단체별 지속적 개정, 적극적 운영방향)
▪ 중앙정부 제도화 과정 : 2005년 ~ 현재(법제화, 전체 예산과정 확대, 자율 평가제도,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실시/변화
법제화 이후 현재

기준년도(2012년)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기반
• 제도 위상: 법적 의무제도
• 초점/중점: 예산편성과정 참여
• 참여방법: 주요 사업 공청회/간담회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기타 조례 명시 방법
제도의 도입·시행

주요 현상 및 특징(징후)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법적 의무사항
최소·형식적 수준 준수
•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눈치 보기’)

• 소수의 적극적 실시 자치단체 부상
(서울시, 수원시, 은평구 등)
초기(2012-2014)

• 참여예산제도의 인식/노력/행태/
• 예산편성과정 참여 주민 의견서 의회
제출 예산안 첨부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평가
• 주민참여예산 정의/범위 확대, 주민
참여 기구 설치 규정 신설

성과, 일부 긍정적 변화 현상 관측

• 소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견서
제출; 차츰 이행 단체 확산/
내용 개선(* 형식적·초보적 수준)
• 소수 선도 지방자치단체 적극적 노력/
다른 지방자치단체 영향
• 정부 평가의 영향력 작용 : 특히,
참여예산 소극적/부진 단체 자극

제도의 부분 보완

중기(2015-201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변화
(법제화 이후 현재)

• 참여예산제도의 인식/노력/행태/절차/성과 면에서 점진적 발전현상 관측
• 정부의 참여예산제도 기반 강화(법 개정, 행정조치) 노력, 집행력 강화 영향/효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및 정책 드라이브 영향

• 참여예산의 소극적/부진 단체를 평균 수준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압력, 동기 부여
(*참여예산 평가제도의 인센티브 유인과 자발적 평가참여 단체 증가)
• 참여예산의 획일화/표준화/평준화 현상, 일부 자치단체 자기 정체성 확립 시도

• 민주성, 다양성, 창의성 촉진의 한계 노정
• 참여예산 범위/영역의 전체 예산과정(budget process) 확대
• 참여예산 2.0(제2세대) 모색: 참여예산의 대상범위/활동/수준/권한 확대와 제도 다양성/창의성/혁신 도모
현재: 2020년/ 미래 참여예산 2.0(제2세대) 모색
주: 임성일 외(2019) 연구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4. 서울시 참여예산의 현재 상태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분화 현상:적극적/소극적 실시
적극적 실시 지방자치단체, 소극적 운영 지방자치단체
• 법제화 이후 적극적 실시단체, 소극적(형식적) 실시단체 이원화 현상
➢ 적극적 실시단체: 인식/행태/노력/창의/다양성 추구,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교감(예 : 서울시, 수원시, 은평구 등)

➢ 소극적 실시단체: 인식/노력 부족, 법적 최소범위 실시, 주민참여 기제 미흡, 운영 역량/강화 노력 부족, 조건불리지역 등

• 최근 적극적 실시 지방자치단체 확산 움직임
➢ 국정기조/과제/행정안전부 활성화, 행·재정의 주민협력체제 전환 영향

➢ 주민참여예산 인식/태도 변화, 수범사례/성과 인식, 지방자치단체간 선의 경쟁(goodwill competition), 시민사회 요구
➢ 지역맞춤형 모델 개발, 참여예산 운영범위 확대, 주민총회/투표방식 적극 운영
➢ ICT power(인터넷, 모바일, SNS 등 첨단 기술/수단의 전파/확산 능력)

4. 서울시 참여예산의 현재 상태
서울시 참여예산의 특징과 주도적 현상 I (긍정적 측면)
• 법적 요구 조건의 이행을 넘어서는 적극적 제도 실시(참여예산 자금 할당, 시민 결정)
• 서울시 행정과 시민 간 관계 변화: 시민 목소리/수요의 적극적, 다양한 형태 반영(주민 친화적 행정 서비스 공급 확대)

• 참여예산의 국내 수범사례(best practice), 전국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및 경험 공유/일부 자치단체의 모방
• 강력한 행정/비행정 조직의 참여예산 촉진자/조력자(facilitator/helper) 기능 수행
• 전체 예산에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 문호 개방(예: ‘온예산제도’(분과) 운영)
• 참여예산 부서 외 일반공무원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 향상, 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의 적극적 지원 마인드와 정책 드라이브

4. 서울시 참여예산의 현재 상태
서울시 참여예산의 특징과 주도적 현상 II (부정적 측면)
• 낮은 참여예산 인지도, 제한적 시민 참여, 절대 다수 시민 무관심(홍보/정보/인지 부족)
• 참여예산의 시민 대표성 취약/한계(낮은 참여예산 인지도/참여도)
• 과도한 공모(제안)사업 편중현상(제한적 권한 이양: ‘empowerment’) : 개인(개별) 사업 제안 위주, 지역 공동체 단위
사업 제안 결여 문제
• 시민의 예산과정 참여 범위와 대상의 제한: 주류 예산(전체 예산) 주민 참여/역할 부족, 재정지출(돈 쓰는 부분/사업)
집중, 세입/예산 절감 등 도외시
• 주민 상호간 소통/정통한 토론(‘informed discussion’)/숙의 과정/공간/역량/지원 미흡
• 행정부(집행부) 주도 현상, 의회/지방의원과의 협력적 소통 부족

• 사회적 약자/사회적 포용에 대한 관심/노력/프로그램 부족
• 서울시 주도형 ‘top-down’ 방식의 참여예산 운영(긍정/부정의 양면성 공존)

4. 서울시 참여예산의 현재 상태
서울시 참여예산의 긍정적 현상
특징적 현상(참여예산의 취지/목적/기본가치/운영원리/운영방식 기준)
▪

법적 조건의 이행을 넘어서는 적극적 참여예산의 수용 활성화

▪
▪
▪

서울시 행정과 시민 간 관계의 새롭고 바람직한 변화 현상
서울시 예산의 운영과정에 시민의 목소리와 수요 반영
주민 친화적/창의적 행정서비스 공급 증가

▪

전국적 수범 사례 평가와 국내 참여예산 활성화 기여

▪
▪
▪

참여예산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변화 시도 열정
제도 시행 후 수 차례 관련 조례, 운영 규칙과 방식 등 개선 확장
참여예산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적시/적절한 방법 공개

▪
▪
▪

참여예산의 ‘촉진자/조력자’(facilitator/helper)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행정 및 비행정 조직(시민사회)의 역량 확보와 적극적 가동
공조직(전담부서)이 전통적 관료와 역량 있는 민간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참여예산이 시민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
시장의 참여예산 관심과 리더십

▪
▪

참여예산의 범위와 대상의 점진적 확대; 초보단계이나, 시민이 전체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문호 개방(‘온예산제도(분과)’운영)
참여예산의 깊은 생각과 논의(숙의: deliberation) 요소 강조

▪

참여예산 부서 외 일반 공무원들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과 행태 개선

4. 서울시 참여예산의 현재 상태
서울시 참여예산의 부정적 현상
특징적 현상(참여예산의 취지/목적/기본가치/운영원리/운영방식 기준)
•
•

참여예산의 낮은 시민 인지도(홍보/정보/인지 부족, 참여예산 주도 주체의 문제인식/노력 미흡)
절대 다수 시민의 예산활동(관여) 선택권 상실

•
•
•

낮은 시민 참여와 다수의 무관심(참여예산의 본질에 관한 심각한 문제현상)
시민참여예산의 시민 대표성 확보 애로/한계
절대 다수 시민의 예산활동(관여) 선택권 상실

•
•
•

과도한 소규모 공모(제안)사업 편중현상과 참여예산 에너지 집중(권한 이양(empowerment)으로 참여예산의 강력한 실시형태이나,
과도한 집중의 부작용); 지출 주도형 참여예산 운영
개인(개별)사업 위주의 운영; 지역 공동체/단체 단위의 제안 사업 역할 미흡
참여예산의 범위/수준/영향력/관심 축소 저하 요인으로 작용

•
•
•

시민의 예산과정 참여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 수준
주류 예산/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여와 역할이 크게 부족 : 참여예산이 지향하는 예산의 거시 방향성, 영향력, 목적성, 운영원칙과 괴리
참여예산의 범위/수준/영향력 축소 저하

•
•

시민들 간의 예산에 관한 정통한 대화와 숙의를 위한 과정/통로/기회/공간/역량 지원 등 부족(참여예산의 핵심적 수평적 관계/민주성 요소 미흡)
최근 도입한 ‘시민숙의예산’은 긍정적이나, 보편적 시민의 참여 문제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실천 시계를 조정

•
•

사회적 형평과 포용(social inclusion)을 위한 관심/노력/프로그램/활동 부족
서울시 주도형 ‘top-down’ 방식의 순기능과 중장기 한계 극복문제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서론: 기본인식과 접근
• 서울시 참여예산의 한 단계 도약/ 국내외 선도 모델 자리 매김:
➢ 기존의 긍정적 현상 극대화/누적된 주요 과제와 문제 해결, 새로운 비전과 목표 추구, 미래 지향적 전략/실천계획 모색
➢ 핵심은 참여예산의 본질/취지/가치/목적에 충실한 제도 운영 : 최대 다수 시민의 예산 목소리/의견을 민주적 방식으로 소통,
시민 친화적 예산의 운영/성과 달성
➢ 재정/사회/행정서비스 공급의 긍정적 영향/변화 유발

• 서울시 참여예산 실시 10주년 계기 :
➢ 제1세대 참여예산(first generation PB)’마감, ‘제2세대 참여예산(second generation PB)’추구(새로운 도약과 비전 구축)

• 서울시 참여예산 대전환 지배 원리 :
➢ 참여 민주성, 주민 친화성, 예산 투명성, 재정 책임성,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의 지향가치와 주요 과제

지향가치

주요 관점 및 실천과제

1. 참여 민주성

· 최대 다수 시민참여
· 시민의 참여기회 균등과 접근성 보장
· 예산편성 의견의 동등 권한행사
· 예산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방법 활용
· 참여예산에 동참치 않은 다수 시민의 예산권/재정권 보장(낮은 참여 인지도 현상의 적극적 고려 요)

2. 주민 친화성

· 낮은 참여 문턱, 쉬운 제도 : 보통/보편적 시민 눈높이, 관점, 이해, 운영
· 전체 시민의 예산 및 재정 수요/목소리/바람의 최대 수렴, 반영
· 시민의 참여예산 수용성 최대화(참여 유용성/유인/지속적 관련 등)

3. 예산 투명성

· 예산운영 관련 정보의 적시, 적정 방법 공개 : - 단순 명료, 쉬운 설명/방식, 정보 지도화(mapping)
· 참여예산주체 요구 정보의 적극적 생성/공개 : 정보 수요자 수준 고려 등급화 공개(예 : Level I, II, III)
· 기타 재정정보의 시와 주민 간 상호 소통(쌍방향 소통)

4. 재정 책임성

· 참여예산사업의 세금의 경제적 가치(VFM) 점검 및 구현: 재정활동 내역에 대한 성실한 회계적 설명과 책임
· 시민과 약속한 각종 참여예산계획의 실천상태(산출/성과 등) 입증
· 기타 재정의 수입/지출에 관한 재정 건전성 향상
· 참여주민의 책임성(장치) 강화

· 빈곤/장애/각종 사회적 약자의 재정수요 파악과 옹호와 실천

5.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약자 배려 예산 안배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참여예산의 제1세대, 제2세대 비교
제1세대 참여예산의 특징
•
•
•
•
•
•
•
•
•

참여예산 이해관계자(시민/공무원/시민사회/의회 등)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해, 수용성, 적용 부족
참여예산 인프라 구축(제도 운영 기반, 원칙과 규칙, 법적/자발적 조건 충족 등) 중시
예산의 지출(소규모 주민제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과정에 치중
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주민 인지도와 저조한 주민참여 비율
행정-시민간 소통 및 협력적 관계 구축에 주력; 시민 간 소통 및 협력적 관계 구축 문제에는 소홀
전통적 주민 동원 방식 주도
참여예산의 산출물(output : 시설, 서비스 등) 생성에 집중(산출물 모니터링은 취약)
보편적/획일적 참여예산 운영; 참여예산의 획일화/표준화/평균(준)화 현상 유발
참여예산의 민주성, 다양성, 창의성 촉진의 한계

제2세대 참여예산의 특징
•
•
•
•
•
•
•
•
•
•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적용을 넘어 성숙하고 유연한 운영 모색
참여예산 인프라 보강(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및 첨단화
참여예산 인지도 제고 및 직접/간접 참여 주민 비중 증가
참여 민주성 강화: 행정-시민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시민간 소통 및 협력관계 강화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다양성, 창의성, 혁신 도모
주민제안사업 치중 경향을 벗어나 전체 예산 및 주류예산으로 영역 확대, 심층화
참여예산의 대상 범위/활동/수준/권한/역량 확대 강화
전통적 방식과 ICT 등 첨단 방식의 균형 있는 조화: 적극적 E-participation/voting
단순 명료하면서도 튼튼한 제도 구조화, 시민의 제도 적응성 및 탄력성 증대
참여예산의 내실 있는 산출물(output: 시설, 서비스 등) 생성, 사회적 영향/ 변화를 수반하는 참여예산 성과/효과 발생
참여예산제도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 확보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참여예산 취지/본질/가치/목적 충실(*가능한 모든 시민 목소리 최대한 민주적 반영)
01

서울시민의 참여예산 인지(도) 최대화 : 목표 설정, 수단/전략 강구

• 예: 중기 시야(3-5년)에서 시민의 50% 이상 인지 목표 설정, 적극/창의 홍보 달성 노력
• 참여예산 네가지시민조사(‘필수 체감정보’) : (1) 참여예산인지도, (2) 시민재정수요, (3) 참여예산 운영만족도, (4) 참여예산 성과평가
02

최대 다수 서울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쉽고 단순한 참여예산, ‘더 많은 시민참여’)

• 예: 중기 시야(3-5년)에서 시민의 5-10% 이상 참여 목표 설정

• 기회 개방성/접근 개방성/다양한 유인 제공, 주민 친화적 개선(단순명료 운영/쉬운 접근)
• 소극적/수동적 시민의 적극적 참여/활동 시민으로 유도
• ‘새로운 참여예산 관료주의’(new PB bureaucracy) 적극 차단
• 서울시/자치구의 협력적 연계관계 구축, 지역단위 ‘주민모임’(town meeting) 정례화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참여예산 취지/본질/가치/목적 충실
03

최대 다수 서울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쉽고 단순한 참여예산, ‘더 많은 시민참여’)

• 참여예산의 시민 대표성 한계의 적극적 개선
• 참여예산 주도층의 적극적 활동 : 비 참여 시민의 재정수요, 예산/재정 운영 목소리 체계적 연계/수집/체계화/
반영(*종합계획/통로/수단/방법/종합점검/피드백 체제 작동)
• 필요 시 별도 위원회 등 구성
• 정기적/실질적 재정수요 조사와 종합 검토(comprehensive review) 실시
04

참여시민 간 진정한 소통과 민주적 합의

• 대화/정통한 토론/숙의와 관련된 과정/공간/역량 지원/시민 여건 확보(재정민주주의)
• 다수 시민이 ‘넓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장(대면/비대면)의 충실한 마련, 그 활성화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의 시민 친화적 구축

• 제2세대 참여예산은 행정-시민간 보다 시민간 ‘예산 의사소통’이 더 중요
• 단, 최근 추진 중인 시민숙의예산제도의 속도 조절과 내실 등 재정비 필요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참여예산 운영 범위/에너지 확대
05

참여예산사업의 결정과 대상사업 조정

• 참여예산 대상사업 수의 대폭 축소, 사업 규모/특성 등 기본조건의 조정
• 광역협치형 대상사업, 인구 천만 명 글로벌 대도시 특성에 맞게 재조정

• 일부 사업/재원의 자치구 이전, 서울시의 핵심/거시 선도관리 역할 담당
• 서울시 내 26개 참여예산(1+25 PB)의 유연하고 동태적 연계 발전 모색: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 연계 모형
(예 : 광역구 참여예산)
06

참여예산의 운영 범위와 활동 에너지 확대

• 공모/제안사업 편중, 예산편성 중심에서 ‘주류 예산’(mainstream budget)/ 전체 예산 활성화로 방향 전환
• 지출(사업) 치중에서 재정수입/예산 절약 등에도 관심/노력 경주
• 전체 예산과정(budget process)으로 에너지 확산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07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 단순 명료화

• 최근의 제도 정교화/질적 깊이 강조(특히, 숙의 예산)는 의미가 있으나, 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의 복잡화,
시민 접근성 약화(보통시민의 참여 간극 확대) 현상 유발

• 보다 단순하면서 주민을 끌어당기는 참여예산이 운영될 때, 과정과 결과의 다양화, 창의성 발산, 폭과 깊이 확대 등
긍정적 효과 발생(* 세계적 참여예산 선도단체의 특성)
• ‘참여예산 관료화’(PB bureaucracy) 현상, 엘리트 포획(elite capture) 현상(Shah 외, 2008), 또 다른 이익집단
‘저들만의 리그’ 탄생을 엄중 경계
08

시민참여예산의 사회적 형평 구현과 교육부문 연계

•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재정수요를 대표하고, 관련예산의 안배에 많은 관심과 노력 집중(각종 참여예산
위원 회의 활동 영역/역할의 재조정, 가칭 ‘사회형평특별위원회’) 신설, 특정금액/비율을 사회 형평예산 몫으로 할당
• 일반/교육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원화 된 참여예산의 협력적 운영

• 시민참여예산과 학교교육 현장(초/중/고)의 연계 활성화(미래 참여예산 세대)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09

참여예산의 시민 혁신(civil innovation)

• 참여 수단/과정/방법의 획기적/창의적 진보(‘더 창의적/혁신적 민주예산’)
➢ 청년 아이디어/참신한 튀는 발상을 토대로 예산사업 아이디어/의견 제시와 수렴/주민의 재정 수요·선호 종합 반영, 의사결정(투표) 등

• 시민참여 광장(hardware·software)/플랫폼 대폭 강화 및 상시 운영(활성화)
• 시민역량 강화(예산학교, 참여예산 광장/플랫폼을 통한 대화/소통/숙의 강화)
• off-line(전통적), on-line/mobile(현대적), ICT 수단 최대 활용, 다양화
• E-participation, E-voting 확대/다양화(*전통적 방식/첨단 방식의 균형 있는 조화)
• 참여예산 전국/지역 networking, 연구 동아리(공무원/공무원/시민단체/참여예산위원 등)
❖ 참여예산 빅 데이터(big data) (세계) 최초 구축 활용(재정민주화 향상)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10

서울시 고유의 참여예산제도 창출: 글로벌 참여예산 리더십 추구

• 서울 특유/고유/특색의 참여예산 모델 확립 :
➢

‘서울다운 것’, ‘서울 브랜드(PB brand)’, ‘서울 컬러(color)’ 분명한 세계모델

➢

다양한 시도/노력은 높이 평가; 그러나 진정한 ‘서울 특색/컬러/정체성’은 미흡

✓ 대한민국 수도/글로벌 대도시 서울의 환경과 시민 체질에 적합한 ‘가장 서울다운 참여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지혜로운 해답을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
➢ 이것의 바른 정립, 그 내용(프로그램)의 정상적 실현은 앞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을 세계적 롤 모델(role model)/수범사례로 승화
➢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참여예산이 추구하는 중장기 목표/비전/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구현 전략과 실천적 방안을 강구

5. 서울시 참여예산 중장기 비전과 과제 : 제2세대 참여예산을 향하여

‘BC-AC 시대’의 새로운 시민참여예산 모델 탐색
• COVID-19 환경에서의 참여예산 세계적 선도 모델 구축, 전파
➢

기존에 활용 중인 참여예산 ICT에 새로운 환경/기술/경험을 반영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참여예산 모델 제시

➢

금년(2020)의 COVID-19 환경 변화/경험/미래 예측 등에 대한 집중 연구/토의/탐색을 통해 기존 참여예산제도와 차별성을 두는 새로운 참여예산 모델 정립

➢

* COVID-19 환경은 참여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 장애물

• COVID-19 사태로 서울시 참여예산이 과거에 비해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았고,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와
한계 상황을 경험
➢

서울시 참여예산은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예산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 시도(평가 가치)

➢

다만, 전통적 참여방식(만남을 통한 대화, 소통, 합의, 의사결정)의 빈번한 제약, 비대면 참여 활동(역량)의 격차현상 관측(시민 대표성 악화결과)

• 서울시 참여예산은 전연 예상치 못했던 통제 불가능 변수(uncontrollable variable)로 인해 제도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들을 냉정히 돌아보면서 교훈과 위기대응 지혜를 축적
➢

그와 관련된 중요한 과정/내용/장애/극복 노력(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국내·외적으로 공유(세계적 참여예산 위기대응 모델 제시, 서울시를 위한 유익한 지식정보/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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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
2020년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3가지 유형 가운데 각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1유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강제 규정 없음
• 제2유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강제,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상세 규정 없음
• 제3유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강제,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상세 규정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보면 몇 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예산의 일정액을 별도로 설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실제 주민참여 방식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공청회, 간담회, 서면설문조사(인터넷 등 포함), 사업공모, 전자투표 등임
• 243개 지자체 가운데 대부분이 예산의 일정액을 별도로 배분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그 사업을 확정하는 공모사업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하고 있음

2. 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의
세부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포함시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주권자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확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다고 할 것임

정부의 국정과제 No. 75에서는 ①지자체의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②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동시에 제시함
•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핵심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지자체 예산운영 전반에 걸친 주민의 자율통제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다른 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다른 국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함

• 부패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브라질, 남미)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서유럽)
• 민주주의 경험 향상(동유럽, 중앙 유럽)
• 이상의 세 가지 기여(부패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 민주주의 경험 향상)는 역으로

보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목표, 목적)가 이런 세 가지 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다른 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참조해 보면 우리나라는 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가에 대한 이유,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임

• 현 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로 국민 개개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확보 뒷받침을 들고 있음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목표)은 국민 개개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확보 뒷받침인가?
• 2003년 5월에 광역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이래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체성을 놓고 과연 명확한 정의(定義)가 이루어진 상황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지금이라도 우리 식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그 목적 등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 및 보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3. 다른 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 다른 국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조함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 왜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가에 대한 배경 이해가 보다 중요할 것임
➢ 그 나라의 특수성에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참조 사항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임
➢ 그 나라에서 성공적이라고 해도 환경과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4.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여러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음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① 의견수렴형, ② 주민협의형, ③ 민관협치형, ④ 주민주도형
• 이런 식의 접근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을 제안하려는 의도와
연결된 결과로 이해됨
• 하지만 우리나라 자자체의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이 ① 의견수렴형, ② 주민협의형, ③ 민관협치형,

④ 주민주도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평가와 고민이 요구됨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을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유형화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크게 보면 ①의회 제출 전 단계에서 예산(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반영(예산(안)총괄, 주요투자사업), ② 주민제안(공모),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발굴(소규모 사업 중심)의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주민참여의 형태는 크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제안사업(공모 포함)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됨

4.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4가지 유형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식을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항목별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예산안 전체:
주민협의형

공모사업:
민간협치형

주민제안사업:
민간협치형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협의형

• 이상의 제안은 지자체 예산편성과 확정에 있어 주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차원을 넘어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함
• 이런 제안이 타당성과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 위원에 의해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이
담보될 수 있는가?

➢

둘째, 예산편성과 확정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이들 각각이 맡은 직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시행은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음

➢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No. 75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에서는
지자체의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모든 예산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4.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점검과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01

02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체성 정립과
우리식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의 개발

주민참여 대상
예산의 명확화

03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내실화,
관련 정보공개)

04

05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 및 자세 전환

역기능 발생
(자치단체장과 예산
편성 담당 공무원의
자율성 약화,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감 사 합 니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참여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경희대학교

송주영

1. 문제제기

□ 발표문(“서울시 참여예산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의 내용
➢ 서울시 참여예산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조명

➢ 서울시 참여예산의 성과(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주민복지 등을 개선)와 한계
(가시적 성과 부족 및 시민들의 낮은 참여율)를 논의
➢ 참여예산 2.0의 여러 특징과 원리를 논의하며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

□ 몇 가지 질문
➢ 참여예산 2.0 시대에 어떻게 참여와 숙의를 함께 증진할 것인가?
➢ 참여예산 2.0의 특징과 주요 원리가 미래의 정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참여예산제의 글로벌 공공재로서 가능성은 무엇인가?

2. 참여예산 2.0과 시민성(citizenship)

□ 참여예산 1.0과 시민성
➢ 시민들의 저조한 관심과 낮은 참여율 -> 참여 vs 숙의?

➢ 참여예산 구조와 운영의 단순화와 참여와 숙의의 양립가능성
➢ 참여예산의 운영방식(제한된 재원과 시민제안사업 선정)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 참여예산 2.0과 시민성
➢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인한 지구화, 산업화, 도시화의 후유증
➢ 교통과 정보통신과 발달로 인한 정책∙참여예산 환경의 변화
➢ 21세기 현안 해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시티즌쉽의 대두
➢ 참여, 숙의, 글로벌 시티즌쉽의 연계

3. 참여예산 2.0과 지속가능한 발전

□ 성장의 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
➢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 1987년 UNEP 세계환경개발위원회(SDGs)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선정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17개 SDGs와 169개 세부 목표 이행 결의

□ 지속가능한 발전과 참여예산의 연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 서울시 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의 11개 분류 체계 검토

➢ 서울시의 중장기 목표 및 참여예산에 SDGs 분류체계 적용

<그림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료: 유엔 SDGs 협회 http://asdun.org/?page_id=192

<표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용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Goal 2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Goal 3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Goal 4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Goal 5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6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Goal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Goal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Goal 10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Goal 11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Goal 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Goal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Goal 15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Goal 16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 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Goal 17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유엔 SDGs 협회 http://asdun.org/?page_id=192

4. 참여예산 2.0과 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과 참여예산
➢ 국제개발협력은 빈부격차 해소 및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간 노력과 행동
➢ 공공기관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 한국은 3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한 유일한 국가
➢ 서울시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등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

□ 서울시형 ODA와 참여예산제의 연계가능성
➢ 서울시는 “서울시에 강점이 있고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정된 교육, ICT(정보통신),

교육,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행정제도, 환경과 같은 분야에 지원
➢ 참여예산 2,0시대에는 참여예산이 글로벌 공공재로서 역할 증대
➢ 서울시 우수정책해외공유사업과 초청연수사업과 연계

4. 참여예산 2.0과 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과 참여예산
➢ 국제개발협력은 빈부격차 해소 및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간 노력과 행동
➢ 공공기관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 한국은 3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한 유일한 국가
➢ 서울시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등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

□ 서울형 ODA와 참여예산제
➢ 참여예산 2,0시대에는 참여예산이 글로벌 공공재로서 역할 모색
➢ 서울형 ODA는 “서울시에 강점이 있고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정된 교육, ICT(정보
통신), 교육,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행정제도, 환경과 같은 분야에 지원
➢ 서울시 우수정책해외공유사업과 초청연수사업과 참여예산의 연계

<그림2> 서울형 ODA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solution.kr/ko/oda-introduction

감 사 합 니 다.

서울시 참여예산,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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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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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이라는 자원, 자원은 다양하다

1. 들어가며 :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다
연도

주요 추진 사항

2012년

•

50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작 (8개 분과위원회 구성)

2013년

•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2014년

•

주민참여예산위원(50%)+시민참여단 2,500(50%)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사업 최종결정

2015년

•

전자투표 투입

2016년

•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 사업으로 구분, 분과위원회 확대(8->10개)

2017년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운영규모 700억원으로 확대

•

제안사업 향상과 발굴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사업 제안자+사업부서+주민참여 예산 위원 참여하는 숙의심사(구체화 및 통폐합)실시

2019년

•

시민숙의 예산(숙의형) 시범 추진(6개 분야)

2020년

•

시민숙의 예산(숙의형) 확대 실시(13개 분야)

2018년

2. 서울시 참여예산의 새로운 변화 동력을 찾아서
https://democracyspot.net/2012/09/12/participatory-budgeting-seven-defining-characteristics/

2012년 세계은행 참여 거버넌스 전문가인 티아고 페이쇼투(Tiago Peixoto)은 전세계
다양한 참여예산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공통된 요소들을 7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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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적인
토론 그 자체가
목표이다.

예산에
직접적이고
측정가능 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이
규칙을
결정한다.

숙의의
요소가
존재한다.

필요의 크기에
따라 예산을
재분배한다.

시민들이
공적 지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1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이다.

티아고 페이쇼투(Tiago Peixoto)의 이야기는 다양한 정부 부문의 참여예산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놓은 결과 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산‘, ‘공적 지출’이라는
단어에서 참여예산이 정부 부문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참여예산을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주도의 참여예산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 서울시 참여예산의 새로운 변화 동력을 찾아서
https://www.bethesdaproject.org

베데스타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쉼터 이용자들을 운영에 참여시키는 커뮤니티 의사결정 모델을 발전시켜 왔고,
2019년 참여 예산 방법론을 도입하게 된다. 베데스타 프로젝트에서는 참여 예산이라는 표현 대신 커뮤니티 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음의 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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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 누구나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용자들은 쉼터의 식품
예산에 대해 토론하고
숙의에 참여하고 결정
해야한다.

쉼터의 스텝들은
이 토론을 준비하고
동참해야 한다.

예산 과정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쉼터 스텝들은
이용자들의 결정을
실행하고 그들이
실행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매달 쓰고 남은
1월

다음 달

적자 발생
하지 않음

예산은 회수하지 않고
추가 지급

다음 달로 이월함

3. 시민이라는 자원, 자원은 다양하다

시민

예산

제2세대 서울시
참여예산
시민

정부 부문

대한민국
참여예산

감 사 합 니 다.

참여예산제와 교육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
•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간 정보의 비대칭 극복방안
• 시민역량강화
• 참여예산제 교육 방안 제언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념, 목적, 특징
• 예산 및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시민이 통제
• 주민의 재정주권에 기반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예산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 그리고 공유화
• 예산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증진

• 예산결정과정에서의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 담론지향성 추구
• 결과의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 지향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대 효과
•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증가
• 대리인의 위험부담 감소
•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 주인의 효용 증가
• 참여를 통한 교육효과

문제점: 시민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미비한 점이 있음

• 참여의 불평등: 성별, 직업, 나이 또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따라 주
민 대표 구성의 불균형이 존재함(대표성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결국 참여의 문제

• 사회적 약자계층(ex. 청소년)의 전문성 부족

• 영향력의 불평등: 사업제안, 의견개진 등의 과정에서 남성, 시민단체
의 상근자, 전문가,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이 여성, 주부, 정년퇴임자
등에 비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함

참여예산제 경험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의
비대칭성↓

• 실증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경험이 시민의 인식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
시하고 있음
시민참여의 증가
• 시민위원(+교육기능
활동경력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이해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강화)

함
• 시민위원 활동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업 제안의 빈도가 높아지고 더욱 활발한 토론을
시민역량↑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참여 증진만으로도 교육 효과 및 시민 역량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법
• 주민참여위원회에서의 대표성 확대
• 주민의 의견수렴 강화

• 참여기구 활성화
• 교육기구 활성화(ex.예산학교)
• 참여플랫폼 활성화(온, 오프라인)
• 타 사업과의 연계강화
• 중앙정부 등 상위단체의 지원

참여예산제 교육 사례 1:
서울특별시 예산학교
•

예산이해 및 시민역량 증가목적

•

제도의 근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의 직장,
학교에 다니는 시민

•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병행운영: 총 6시간 수료

•

수료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피추첨 자격 +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투표시 가중치(5%)부여 + 각종 시민참여행사 참여기회 제공

•

교육내용: 시민참여예산의 전반적인 개요, 서울시 예산현황,
사업제안 및 평가 워크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사회재난 예산학교 및 이주민&장애인을 위한 예산학교 별도 운영

서울특별시 예산학교 2020년
권역별 기본교육 프로그램
• 참여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예산
이해 과정
•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교육
• 입문자와 경험자 과정을 나누어 교육
• 경험자 과정에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교육도 실시함

참여예산제 교육 사례 2_1:
수원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 : 2~5월
집중. 각 분야별(교육, 환경, 복지, 청년,
일자리, 문화, 주택, 교통, 건설 등)로

사업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모임별 예산제안 설명회
• 찾아가는 예산교육 : 연중 4회. 강의, 워크숍,
토의 등. 교육 내용은 참여예산 사업 발굴,
제안사업 심사, 제안실습 등으로 구성

참여예산제 교육 사례 2_2:
수원시 청소년을 위한 예산교육
•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 모집을 통해 청소년의 대표성 확보 : 수원시 소재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2018년을 기준으로 중학생 20%, 고등학생 60%,
학교 밖 청소년 20%로 구성. 학교별 3인 이내,
한쪽 성(性) 60% 미만, 연임 위원 25% 이내 등의 기준을 적용함

•

선발된 청소년은 예산학교를 통한 제도의 도입 배경, 청소년 인권교육,
좋은 예산제안의 이해, 수원시 내 청소년 참여 사업 소개 등의 소양교육을 받게됨

•

이후 청소년 예산제안 설명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수렴 활동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산사업을 제안함. 또한 심의 및 현장 모니터링의
활동도 하게 됨

참여예산제 교육 제언: 대상
• 대상: 선택과 집중+ 확산
•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와 연계
• 기존 시민참여 제도와의 연계: 찾동 (찾아가는 참여 예산 교육)

• 청소년, 청년: 청소년 참여예산 수업, 대학-지역 연계 수업 (대학 참여 예산 수업)
• 서울시 구, 동 단위 참여예산 교육 지원

참여예산제 교육 제언: 내용과 방법
• 내용: 기본 교육+사례 중심+모의 작성 및 심사

• 서울시 참여예산 기본 교육 과정을 알기 쉽고 접근하기 편하게 제공
• 참여예산제 교육 받고 참여한 시민들의 인터뷰 공개
•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대면 실습

• 온라인 참여예산제 교육 시리즈 제작 (교육 내용 공개. 참여예산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제안은 어떻게 심사하는가? 성공적인/실패한 사례는 무엇인가?)
• 참여예산 교육자 교육과 실습 (서대문구 사례)

• 교육 이수 증명을 원할 시, 링크 제공

결론
• 시민은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운용 및 지역문제를 이해함으로써 그 자체로

시민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제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현실적 맥락에 맞는

제도운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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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의 특징
중심

제도운영

특징

연도

주민참여예산 이해 + 참여예산위원 태도

2012-2015

입문 / 심화 교육 구분 + 지원자 교육

2016-2017

운영방식 변화 시도 : 찾아가는 예산학교, 자유시민대학 연계

2018

소통 및 워크숍 중심
참여시민

주제 및 대상 확장 : 장애인, 청년, 청소년, 이주민, 사회재난
온라인 교육

2019-2020

2.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의 한계
’낮은 참여예산 인지도, 낮은 참여자 비중, 사회적 형평 고려‘

01

교육 참여자의 풀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시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시민들 중심으로 홍보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 있음

02

수료 기준 6시간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음

• 다양한 생활패턴과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낳음

03

제도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참여예산위원 구성비율이나 최종 편성 예산에 일정 비율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받아도 실제 제도에
참여해 특징이 반영하기까지 문턱은 여전함

3.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의 미래비전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키워드 : ’연결‘ & ’맞춤화]

01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중 홍보와 상시 입문교육 연결

• 천만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과 미디어(교통방송, 마을 미디어 등)를
중심으로 상시 노출 및 일상적 홍보
• 시민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성 : 상시 입문교육 제공

3.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의 미래비전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키워드 : ’연결‘ & ’맞춤화]

02

교육 운영시간 및 이수 방법 다양화

•

필수과목 : 서울시 예산과 시민참여예산 이해하기 (90분)

•

선택과목 : 주제별 토론 (여성보육, 환경, 교통 등)
이슈별 토론 (기후위기, 젠더, 이주민, 사회재난 등)
사업내용 분석 (쓰레기, CCTV, 시설중심 사업 등)
참여 역량강화 (의사소통 과정, 갈등관리 과정, 사업제안서 작성 컨설팅, 모니터링 및 우선순위 기준 토론 등)

3.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의 미래비전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키워드 : ’연결‘ & ’맞춤화]

03

25개 자치구 시민교육 및 주민자치회 교육 연결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사회적자본‘ 강화 교육 – 참여예산 연계 기획
• 기본 입문교육 및 다양한 주제별 토론을 선택과목으로 개설 (ex. 학점연계)
• 주민자치회 전체 운영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 교육 통합적 운영
• 자치구 참여예산, 서울시 참여예산 차별화 학습 및 참여 동기 확대

3.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의 미래비전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키워드 : ’연결‘ & ’맞춤화]

04

온라인 교육 – 평생학습 연계를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

디지털 리터러시 고려 : 디지털 취약계층 기본 역량 강화 평생학습기관과 연계 상시 교육

•

쌍방향 비대면 소통 툴 활용 역량 강화 내용 추가

•

인터넷 활용 익숙도 보편화 → 온라인을 활용한 워크숍 운영 가능

✓ 2030년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은 참여예산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시민들이 서울시 시정에 참여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기관)과 사회적 이슈가 연계된 통합적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누구나 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할 수 있길 바란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사회변화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예산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민주주의:
숙의형 민주주의 기술(ICT for Democracy)의 확대

송경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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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민주주의 기대와 실망

○ 정보사회 패러다임 전환
- 정보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근저에서부터 변환
- 인터넷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가져왔다고 평가(Castells)

○ 정보화와 전자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는 기술적 관점에서 시민과 지도자 사이의 정치정보 및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는 것

- 전자민주주의는 ICT를 통해 서로 연계되고 대의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확장된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과 연관되
어 있다고 제시(Hansard Society )
-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인공지능(AI)이 결합하여 정치와 행정과정에서 정

책 시나리오 분석, 빅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마이크로 타게팅 선거캠페인 등으로 진화

Ⅰ. 전자민주주의 기대와 실망

○ 커지는 전자민주주의의 실망감
- 전자민주주의가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강화에 의문 제기
- 학자들은 ICT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주장

- 전자민주주의가 가능성은 제시했지만, 이후 현실에서 설계된 전자민주주의는 도그마화된 정치과정의 온라인화, 디지털화에
그치고 있어 오프라인 정치과정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혹평

○ 연구의 목적
- 도그마(dogma)화 된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숙의형 민주주의 기술” 관점을 제안
- 세부적으로 국내외에서 도입된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 방식인 토론의 시각화와 ICT 선호투표 방식을 소개

- 숙의형 민주주의 기술인 ‘토론의 시각화’와 ‘ICT를 활용한 선호 전자투표’의 재디자인을 통해 코로나 19 비대면 상황에서의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

Ⅱ. 도그마화된 전자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의 주요한 비판
-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전자민주주의도 장점과 함께 비판점도 제기
1)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전자(e)’를 강조하여 기술편의주의,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에 머물러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함
2) 전자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인터넷 공론장(internet public sphere)에서 시민참여의 양적 증가에 비교해 질적 수준은
낮아서 직접･참여･숙의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투명성과 비용 절감, 참여 빈도의 증가란 기능 만능주의에 빠짐

3) 전자민주주의를 잘못 운영하면 민주주의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도 발생 : 세대·지역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시민들의 비균질적인 참여로 정책 결정 대표성 확보가 어렵고 일부 세대의 과잉대표 우려
4)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전자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감시와 통제의 기술(big brother)로 사용

5) ICT의 정치활용 장점이 단점으로 변질 :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fake news)

Ⅲ. 전자민주주의의 심화: 민주주의 기술

1. 전자민주주의에서 지켜야 할 관점
○ 선행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한계
- 민주주의 2.0, 스마트 민주주의, 블록체인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주의, 빅데이터 민주주의 등 조어의 잔치에 불과
- 시장 역시 지나치게 ICT 수준을 과대평가하여 시민들에게 환상을 제시하여 신비감이 커져 내재된 철학적‧사회과학적 고찰은

하지 못한 문제 발생
- 요컨대, 초기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서 논의가 시작된 전자민주주의 담론은 현실에서 기능‧기술적인 접근만
늘어나고 민주주의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지 못함

Ⅲ. 전자민주주의의 심화: 민주주의 기술

1. 전자민주주의에서 지켜야 할 관점
○ 전자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3가지 관점
1) 전자민주주의가 전통적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숙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

- 기능적인 ICT의 정치적 활용이 아닌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자민주주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2) 전자민주주의에서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의 관점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 정치적 행위자와 ICT 수준, 그리고 양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전자민주주의가 설계, 운영되어야 함

3) 기술적· 기능적 차원에서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 전자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전통적으로 대립 이원적(dichotomy) 관계에서 ICT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제공할 기술적 실마리를 제공해야 함

Ⅲ. 전자민주주의의 심화: 민주주의 기술

2.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적 실험
○ 민주주의 기술은 기존 전자민주주의의 혁신으로 다양하게 실험 중
1) 토론의 시각화(argument visualization)

- 데이터와 토론분석 결과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도표라는 시각적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 정치적 차원에서 데이터와 토론의 시각화는 숙의가 부재한 온라인 공간에서 합의를 보다 알기 쉽게 구조화 방식으로 도식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

- 토론의 시각적 표현은 다양한 주장 사이의 관계에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시각화를 통한 명확성은 숙의와 민주적 의지 형성 과정을 쉽게 하고, 숙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의 수를 증가시킬 것

Ⅲ. 전자민주주의의 심화: 민주주의 기술

2.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적 실험
○ vTaiwan(타이완)
- 타이완의 해바라기 운동 이후 도입
-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Uber의 규제 관련

토론으로 Facebook 광고를 사용하여 pol.is의 대화에
유입시켜 결과를 활용하여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을 구성
- 현재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험을

시도

Ⅲ. 전자민주주의의 심화: 민주주의 기술

2.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적 실험
○ Loomio
- 가장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기술로 시민토론 플랫폼
- 토의 토론을 거치다 마음이 바뀌면 최종 투표 기간 전에

다른 곳에 투표할 수도 있는 등 기능적 향상
- vTaiwan의 모체
- 한국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파트너

Ⅲ. 전자민주주의의 심화: 민주주의 기술

2.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적 실험
○ 프랑스 의회의 시민(Parlement et Citoyens)
- 프랑스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해서 만든
시민참여형 숙의 및 청원 플랫폼

- 국회의원이 법안 초안을 제시하면, 시민이 토론하고
숙의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e-컨설팅 플랫폼
- 토론의 시각화를 적극 활용

- 찬성과 반대의견 텍스트와 함께 그래프 기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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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적 실험
○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과 참여예산
- <민주주의 서울>은 ①시민제안, ②서울시가 묻습니다,
③시민이 공감하는 제안에 서울시가 답변합니다 등으로 구성

- 서울시 정책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활용
- 토론의 시각화를 찬성과 반대 방식의 그래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토론 이후의 빅데이터 형태소 분석을 통한 관계망 분석 등을 제시

- 참여예산에서도 활용 중

Ⅲ. 전자민주주의의 심화: 민주주의 기술

2.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적 실험
2) ICT를 활용한 가중치를 부여한 선호 전자투표(preferential e-voting)
- 시민이 선택 대상들에 대하여 표시하는 선호들을 ICT를 이용해서 측정, 계산한 후, 선호의 정도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선호투표의 ICT 버전

- ICT를 활용한 전자민주주의 혁신은 선호투표가 단순한 선택(찬성/반대, 1번 또는 2번)을 넘어서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모두
포함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투표와 집계의 기술적 방식을 적용
- ICT는 사전에 투입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수의 의견을 취합, 계산할 수 있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찬성과

반대만을 집계하는 방식과는 차이
- ICT로 가중치 변형이 가능한 다중투표, 선호 반영, 선택사항 위임 등 상황과 의제에 따른 섬세한 투표 설계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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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기술의 혁신적 실험
○ 앤보트(nVotes)와 아고라 보트(Agora vote)

Ⅳ. 결론에 대신하여

1. 민주주의 기술의 참여예산 활용
1) 토론의 시각화 확대
- vTaiwan이나 프랑스 의회의 시민이 토론 과정을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숙의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
- 현재 <민주주의 서울>은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토론의 시각화를제시하는데 이를 좀 더 기술적으로 진화시켜, 형태소 분석이나

성별‧세대별‧거주구별 통계를 같이 제공하는 것 고려
- 참여예산의 경우 지역에 따른 의견의 편차, 지역적 관심사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지리공간데이터(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활용한 시각화 디자인 등 적용 가능

2) ICT를 활용한 선호 전자투표의 도입
- 정책 결정은 찬성/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 등이 존재하고, 지역별 차이, 그리고 세대별 차이도 존재
- 참여예산도 이를 반영하여 사전 설계된 ICT를 활용한 가중치를 부여한 선호투표는 참여예산에서 활용

Ⅳ. 결론에 대신하여

1. 민주주의 기술의 참여예산 활용
3) 비대면 세대별(또는 성별) 맞춤 예산안 숙의
-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2016년 교육예산 중의 일부인 1,000만 유로를 참여예산 숙의에서 성인이 아닌 예산의 수혜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에게 토론진행

- 민주주의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예산의 시민참여라는 장점과 함께 세대별, 성별 맞춤형 선호투표 전환하는 것 고려
4) <민주주의 서울>, <다산콜센터>, 서울시 산하단체,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예산편성 제안제 도입
- 단순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에 기초한 탑다운 정부 제안

-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선제적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차원에서도 중요
5) 참여예산의 토론과 결정 방식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전환
- 참여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필요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세대별 가중치를 고려한 비대면 의견수렴, 50대 이상 세대별로 타게팅 전화 설문조사 등
- 초기 비용부담은 있지만, ICT 세대에 유리한 결과만 도출되어서는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ICT 접근성이
낮은 집단의 참여 사각지대 최소화

Ⅳ. 결론에 대신하여

2. 코로나 19와 전자민주주의
○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은 전자민주주의 플랫폼 구축과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
- 코로나 19라는 시대적인 조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역시 민주주의 기술의 시민참여, 여론수렴, 회의, 토론, 정책결정 방식
- 코로나 19의 비대면(언택트, untact)이 전자민주주의 확산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시각화된 토론의 강화, 가중된 선호투표 등이 결합한다면, 새로운 민주주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실험 – 토론의 시각화, 선호 전자투표, e-토론 플랫폼의 구축, e-시민참여와 제안 활성화, 비대면
행정 확대 – 코로나 19 비대면 상황에서 더 확장될 것

○ 서울시의 참여예산 역시 근본적으로 온라인 마인드를 적용한다면 새로운 도약이 가능
- 기존 참여예산 온라인-오프라인 프로세스와 함께 비대면 분임토의 실험, 비대면 세대별(또는 성별) 맞춤 예산안 숙의 선호
전자투표, 온라인 라이브방송 도입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 고민

- 참여예산을 통해 숙의형 민주주의 기술 적용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